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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based on social-role theory, and purposes were to investigate (1) how depression and health deter-
minants vary with married and employed women, and (2) what factors contribute to depression according to family cycle. 
Methods: A stratified convenience sample of 765 married and employed women was recruited during May to August 2010. 
Study variables of depression, socio-demographic threatening factors, psycho-stimulating factors, and social-role related 
factors were measured via a structured questionnaire. Results: Prevalence rate for depression was 18.6%, with highest rate 
(25.4%) from elementary laborers. Greater levels of depression were related to women’s occupation, higher life stress, and 
poorer health; lower social support and vulnerable personality; higher levels of social-role related stress. From multivariate 
analysis, women with preadolescents were the most vulnerable to depression affected by occupation, life stress, personality, 
and parenting stress. These factors (except for occupational class) combined with economic status, social support, and 
housework unfairness were significant for depression in women with adolescents. Conclusion: Depression among married 
and employed women differs by psycho-stimulating and social role relevant factors in addition to occupational class and 
family life cycle. Female elementary laborers and women with children need to have the highest prioritization for community 
mental health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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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18-64세 주요 우울장애 

평생 유병률이 남성 3.6%, 여성 7.6%로 나타나 남녀 모두 2001년 유

병률 2.0%, 6.2%와 비교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연

령이 증가할수록, 이혼이나 사별, 낮은 교육수준, 주부 또는 무직, 

낮은 소득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높다(Ministry of Health 

&Welfare, 2006). 여성 우울장애는 서양에서도 남성보다 유병률이 2

배 이상 높고, 미국의 기존 연구와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여성은 

13-15세 전후 청소년기에 우울이 처음 나타나 중년기까지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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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며 가임기 기혼 여성에서 우울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Dietch 

& Bunney, 2002; Noble, 2005; Paykel, 1991). 

기혼 직장 여성의 우울 유병률이 높은 원인으로는 시기적으로 호

르몬 활동이 활발한 생리적 특성, 스트레스와 관련된 사회적 요인, 

그리고 직장인, 어머니, 아내라는 다중역할 속에서 요구되는 균형감

과 책임감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Brommelhoff, Conway, Meri-

kangas, & Levy, 2004; Dietch & Bunney, 2002). 따라서 기혼여성의 가임

기는 이후 중년기, 노년기 여성의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

기 때문에 이들 여성을 대상으로 우울에 대한 다양한 위험요인을 탐

색하고 조기 발견과 간호 중재를 위한 노력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기혼 직장 여성의 다중역할과 우울 관계를 설명한 사회역할이론

(social-role theory)에 따르면(Aneshensel, Frerichs, & Clark, 1981) 여성

의 정신건강은 성별에 의한 생물학적 역할보다 사회문화적으로 부

여되는 젠더 역할에 큰 영향을 받는다. 즉 직장, 자녀양육, 가사 중 가

족 요구에 해당하는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이 일정 수준을 넘어 증가

하면 직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우울증상을 초래한다. Lahelma, 

Arber, Kivel과 Roos (2002)는 다중역할 부담(multiple burden)과 다중

역할 애착(multiple attachment)이라는 두 가지 가설을 통해 여성건

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다중역할 부담은 직장, 특히 전일제 

직업과 의존적인 자녀에 대한 역할 긴장이 여성건강에 유해한 영향

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가설은 역할갈등 이론에 근거하는데 

다중역할로 인한 요구와 책임이 경쟁적 관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역

할갈등과 역할부담을 초래하고 여성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다중역할 애착에서는 다중역할이 지역사회 애착

과 유대감을 강화해서 여성건강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유

급 노동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여성의 자존감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증진시켜 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 게다가 유급 직장, 자녀, 남편은 정서적 지지 역할을 함으로써 

여성건강에 기여한다. 하지만 다중역할 부담과 다중역할 애착은 여

성의 직업형태, 교육 및 사회경제적 수준과 자녀의 연령과 같은 가

족  주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Aneshensel et al.; Kim & Chun, 2009; Lahelma et al.), 기혼 직장 여성

의 우울을 이해할 때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반드

시 고려하여야 한다. 

기혼여성의 직업이 건강에 미치는 연구에서는 직업 종류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 만족감,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에 차이가 있고, 실제

로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 다중역할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전문, 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

타났다(Chang et al., 2005; Kim & Chun, 2009). 그러나 또 다른 연구

에서는 여성의 직업 종류에 관계없이 아내, 부모, 직장인이라는 삼

중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여성이 아내와 부모역할만 수행하는 여성

에 비해 우울증 경험이 많았다(Cho, Jang, & Cho, 2008). 따라서 대상

자의 직업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여 직업군에 따른 

맞춤형 간호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혼 직장 여성에서는 대상자의 직업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

주기를 고려하여 우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모역할을 포함한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은 아내와 직장인 역할만 수행하는 여성

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아직 자녀가 없

는 기혼여성의 경우 직장과 가정일 병행에 따른 최소한의 역할 긴

장이 일어나지만, 자녀의 양육을 시작하면서 자녀의 연령과 관련하

여 부모역할이 증가하는 여성에서는 역할과중과 상호역할 갈등문

제가 발생하여 우울 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이다(Barnett & Baruch, 

1987; Cho et al., 2008; Lee & Lee, 2000).

문헌 고찰 결과 기혼 직장 여성의 우울은 대상자와 가족이 갖고 

있는 내외적 상황과 사회적 역할의 질에 따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여성의 직업 유

무, 직업 종류 및 역할의 개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단변량적 접

근이었기 때문에(Chang et al., 2005; Cho et al., 2008; Kim & Chun, 

2009), 기혼 직장 여성의 다중역할 부담과 애착이 기존에 알려진 우

울장애 위험요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심층 탐색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혼 직장 여성의 직업과 가족주기를 중심으

로 사회역할과 관련된 요인(직무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가사부

담)과 우울장애 위험요인(사회·인구학적 위협요인과 심리적 촉진

요인)이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다변량적 접근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1) 기혼 직장 여성

의 직업별, 가족주기별 우울 발생률과 우울 결정요인(사회인구학적 

요인, 심리적 촉진요인 및 사회역할 요인)을 비교하고, (2) 우울 결정

요인과 우울간 관계를 파악하고, (3) 가족주기별 우울 발생에 영향

을 미치는 예측 변수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 모델

본 연구 모델은 Davidson, Trudeau, Roosmalen, Stewart와 Kirkland 

(2006)의 건강 모델과 Aneshensel 등(1981)의 사회역할 이론에 기초

하였다. 이 건강 모델은 건강상태를 평가할 때 건강 결정요인을 젠

더 관점에서 수정 가능성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건강 

관리제공자가 중재를 통해 수정 가능한 요인을 변화시켜 건강상태

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이 모델

이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 결정요인을 중재하는 간호실무

를 안내하는 지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해당 모델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정신건강(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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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정하고, 우울결정요인에는 사회·인구학적 위협요인, 심리

적 촉진요인 및 사회역할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즉 기혼 직장 여성

이 갖고 있는 사회·인구학적 위협요인, 심리적 촉진요인과 사회역

할 요인들이 여성의 우울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은 우울관련 문헌 고찰로부터 도출한 것으로 아래 각 

요인별 고찰 내용을 요약하였다. 본 연구 모델의 수정 가능 요소는 

Davidson 등의 건강 모델에 근거하여 개인의 건강행위, 사회적 지지

와 성격으로, 수정이 일부 가능한 요소는 교육수준과 경제상태, 생

활 스트레스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태도/가치를 반영하는 스트레

스로 설정하였다(Figure 1). 

1. 사회·인구학적 위협요인

사회인구학적 위협요인에는 여성의 연령, 직업 형태, 교육수준, 경

제상태, 자녀유무 및 자녀 연령에 따른 가족주기, 우울 가족력, 건강

행위, 생활 스트레스 및 건강상태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변수는 우

울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지지되고 있는 변수들이다. 연령, 직업, 교육수준, 경제상태는 국내 

정신질환 실태조사(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에서도 위협

요인이고, 우울 가족력은 우울증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생물학적 

원인이며, 생활 스트레스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동일한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고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성 우울과 관련성이 높으며

(Paykel, 1991), 음주, 흡연, 운동, 식이로 구성된 건강행위는 우울증

상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모델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건

강행위들로 인해 우울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이들을 수정 

가능한 변수로 설정하였다. 

2. 심리적 촉진요인

심리적 촉진요인에는 사회적 지지와 성격이 포함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외적 우울요인으로서 사회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기전을 갖

고 있으며, 성격 취약성은 낮은 자존감과 같이 대상자의 내적 우울 

소인을 설명하는 변수이다. 두 변수들은 Davidson 등(2006)의 모델

과 기존 연구(Brown, Andrews, Harris, Adler, & Bridge, 1986)에서 우

울장애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어있다.

3. 사회역할 요인

기혼 직장 여성의 대표적 사회역할은 직장인, 어머니, 아내이다. 

이러한 사회역할은 다중역할 스트레스를 통해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직장인 역할은 직무 스트레스, 어머니로서 역할은 양육 스트레

스, 아내로서 역할은 가사부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직무 스트레스

는 직장 내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여성특성과 직업특성

에 영향을 받으며, 여성에게 주어지는 직무자체의 부정적 특성이 중

Figure 1. Conceptual model of depression in married, employed, and childbearing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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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Karasek과 Theorell (1990)은 직무 요구

는 많지만 통제권이 적은 일, 지적 능력을 별로 요구하지 않는 기계적

이고 단조로운 일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양

육 스트레스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느끼는 경

제적 부담, 신체적 피로감, 개인 여가 생활의 제한 등 부모로서 책임

과 부담으로 Abidin (1995)에 따르면 부모-자녀 관계의 지표이다. 양

육 스트레스는 아동 발달과 함께 자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12

세 이하 아동기와 13세 이상 청소년기 모두에서 자녀 연령이 증가할

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낮아진다(Laursen, Coy, & Collins, 

1998). 이는 가정 내 부모역할 요구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역

할이론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가사부담은 아

내 역할로서 배우자와의 관계 질, 지지, 가사참여와 분담 정도가 우

울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중 여성이 인지하는 가사분담 

공평성은 중요한 요소이다(Ahn, 2004; Glass & Fujimoto, 1994).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 6개 권역, 18개 표본 단위에서 층화 편의추출을 

통해 선정한 기혼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한 횡단적 상관성 조

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 모집단은 국내 기혼 직장 여성이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

준은 만 24-44세 기혼 직장 여성으로 조사 당시 배우자와 함께 생

활하고 있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

여한 여성이다. 단, 만성질환 이외 의사진단 중증질환을 갖고 있거

나 치료 중인 여성은 제외하였다.

직업 대표성을 고려한 표본 추출을 위해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n Statistical Office, 2010)를 참조하여 직업

을 전문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단순노무직으로 구분하였다. 거주지

역은 서울, 인천경기권, 강원권, 대전충청권, 부산경상권, 광주전라

권으로 층화하여 전체 표본 단위를 18개로 선정하였다. 각 단위별 

표본 수는 표본의 독립성, 정규성 가정 하에 서울지역 중년여성의 

우울을 조사한 사전 연구(Cho & Park, 2004)로부터 얻어진 그룹 내 

표준편차 7.21점, 평균차이 1.30점을 이용, 검정력 .90, Type I 오류 .05

에서 대상자 직업 형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귀무 가설을 기각

할 수 있는 표본수로 647명을 산출하였다(Katz, 2006).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각각 

162명을 배정하였고, 다른 지역은 81명을 배정하였다. 또한 데이터 

수집 과정 탈락률을 지역별, 직업별 편차를 고려하여 약 10-20% 수

준으로 설정하였다. 

연구팀은 총 788명으로부터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자료 정

리 과정을 통해 총 765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연구 도구

연구 모델의 사회인구학적 위협요인은 질문지를 통해 대상자의 

연령, 직업, 교육수준, 경제상태, 가족주기, 우울 가족력, 건강행위, 

생활 스트레스, 건강상태를 조사하였고, 심리적 촉진요인(사회적 

지지와 성격)과 사회역할 요인(직무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가사

부담)은 아래의 연구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다만, 사회역할 

요인 중 가사부담은 맞벌이 부부의 가정 내 노동 분담에 대한 갈등 

정도를 의미하며 연구팀이 개발한 가사분담 공평성 정도를 질문하

는 단일문항을 통해 4점 리커트형 척도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또 조

사 과정에서 본인이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상사 또는 동료로부터의 

직무 스트레스에 응답이 어렵거나, 자녀가 없어 양육 스트레스에 응

답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없음’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족 주기

는 Duvall (1988)의 가족발달 분류를 참고하여 첫 자녀 연령을 기준

으로 자녀 없이 부부만 있는 부부가족, 첫아기 출산부터 12세까지 

아동기 가족, 13세 이상 청소년이 있는 청소년 가족으로 구분하였다.

1) 우울  

우울은 Beck, Steer, Ball과 Ranieri (1996)이 개발한 21문항의 Beck 

Depression Inventory-II (BDI-II)를 Kim, Lee와 Lee (2007)가 번역한 도

구로 측정하였다. BDI-II는 정신의학진단통계편람 4판(DSM-IV) 발

표 후 BDI를 DSM-IV 우울증 진단 기준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총 21

문항, 0-3점 리커트형 척도로 기존 BDI와 동일한 문항 수, 채점 방식

(0-63점 범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한 것

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등증 기준인 20점을 기준으로 

우울 점수가 20점 이상인 여성을 중재가 필요한 우울군, 나머지는 

비 우울군으로 구분하였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3이었으며, Kim 등의 연구에서는 .80,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요인, 개인의 주관적 지각, 스트레스

에 대한 개인의 대처기술 및 지지환경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역동

적인 개념이다. 이를 측정하는 도구는 Chang 등(2005)의 한국형 직

무 스트레스 측정도구(SF-KOSS)이다. 총 24문항, 7개의 하위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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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하여 최저 24점에서 최고 

96점의 점수 범위를 갖는다. 부정문항은 역 환산처리 했으며, 도구 

저자가 제시한 대로 하부 영역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각 영역의 합을 7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

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Kwon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3)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 신체적 피로감, 

개인생활과 여가제한 등의 부정적 측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

한다(Abidin, 1995). 이를 측정하는 도구는 Abidin이 개발한 부모 양

육 스트레스(parenting stress index, PSI) 축약형을 Chung, Lee와 Park 

(2008)이 번안하여 한국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K-PSI-SF (Korean-Par-

enting Stress Index-Short Form)를 사용하였다. 다만 대상자의 이해

를 돕기 위해 연구팀 논의를 거쳐 의미적 변화가 없는 수준에서 조

사와 단어 순서를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6문항의 1-5점 리커트형 척도로 최저 36점에서 최고 

180점의 점수 범위를 갖는다. 각 문항 채점과 총 스트레스 산출은 

K-PSI-SF 채점 지침(Chung et al.)을 따랐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ung 등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Iowa 대학

의 Moorhead, Johnson, Maas와 Wanson (2008)이 1997년 개발하여 

2008년도 개정한 간호결과분류체계에 포함된 사회적 지지 측정 지

표를 이용하였다. 이 지표는 환자 평가에 사용하는 문항으로 본 연

구에서는 대상자의 자가보고식 설문임을 고려하여 연구 맥락에 맞

게 문구를 번안하였다. 이 과정에는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숙한 

현직 영어교사 1인과 본 연구팀 8명이 참여하여 번역과 역 번역, 검

토 및 완성 과정을 거쳤다. 번역한 내용은 다시 5명의 연구 대상자

에게 임시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의미적 변화가 없는 수준에서 조

사와 단어 순서를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의 1-5점 리커트형 척도로 최저 11점에서 최고 55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문항간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93으로 나타

났다.

5) 성격 취약성

스트레스나 위기에 취약한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Park (2002)이 낮은 자존감, 낮은 자아강도, 부정적 자아

상, 높은 내향성, 낮은 사회성, 높은 신경성 등 스트레스나 위기 발생

에 취약한 성격 특성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고자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개발,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과민성, 불안정성, 

열등감, 불편감, 자아강도, 내향성 및 비사회성 등의 문항으로 구성

된 총 9문항 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

지 4점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체계는 최저 9점부터 최고 

3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격적 취약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

의 연구에서 문항간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 .75였고, 본 연구에

서는 .84를 보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연구승인

(2010-10)을 받아 진행되었다. 사용도구 중 BDI-II, SF-KOSS, 성격 취

약성은 원저자로부터 사후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K-PSI-SF는 대행 

업체로부터 사용권을 구입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간호결과분류체

계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 일개 레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했

기 때문에 사용권 승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국 6개 권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모집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지역별 연구자로 구성하였고, 이들이 모두 자료 수집에 

참여하였다. 또 지리적으로 분산된 6개 권역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설문조사와 데이터 코딩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형태의 설문방법을 개발하였다. 즉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

한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얻

은 후, 인터넷 설문 방법과 종이와 펜을 이용한 유인물작성 방법을 

소개하고 본인에게 편리한 응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팀에서는 각 지역별 직종 선정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

업 분류군별 접근이 수월한 사례를 제공하였다. 즉 전문사무직은 

의사, 교사, 연구직, 회사원, 행정 직원, 도서관 사서, 은행 직원, 간호

사, 판매서비스직은 보험설계사, 운전기사, 미용사, 소개업, 점원, 방

문판매 직원, 단순노무직은 식당 아주머니, 청소원, 생활용품 매장 

계산원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0년 5월부터 9월

까지 총 5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5. 자료 분석

자료는 총 788명의 대상자로부터 수집되었으나, 그 중 연령 기준

이 맞지 않은 15건과 설문 문항 누락이 20% 이상 된 8건의 자료를 제

외하고 최종 765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19.0 (Chicago, IL)을 이용하여 직업별, 가족주기별 관련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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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서술통계, 카이제곱 검정 및 분산분석을 수행했으며, 가족주

기별 우울 발생 예측요인을 찾기 위해 층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 설계 시 고려했던 지역별, 직종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수집 

자료를 6개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지역별, 직업별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x2 =13.19, p =.213).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권 대상자가 

27.6%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라권, 서울, 부산경상권, 대전충청권, 강

원권이 12.8-16.4% 범위였다. 직종별로는 전문사무직이 37.1% (n=284)

로 가장 많았고,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은 각각 32.0% (n =245), 

30.9% (n =236)였다. 가족주기별로는 청소년기 가족이 46.0% (n =352), 

아동기 가족이 42.9% (n =328)로 많았고, 부부가족이 11.1% (n = 85)

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7.76±5.54로, 범위는 24세부터 44세까지

였다. 직업군에 따라 살펴보면 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단순노무

직으로 갈수록 대상자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F =17.27, p < .001), 고졸 

Table 1. Social Demographic Factors of Participants by Women's Occupational Group                                                                                     (N =765)

Variables
Professionals & office 

workers (n=284) 
Service & sales workers 

(n=245) 
Primary laborers’

(n=236) F or χ2(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Age (yr) 36.4±5.05 38.3±5.21 39.0±5.56 17.27 (< .001)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or less
   Diploma or bachelor or higher

13 (4.6)
270 (95.4)

98 (41.5)
138 (58.5)

147 (60.0)
98 (40.0)

189.43 (< .001)

Work type
   Full-time
   Part-time

 
270 (95.4)
13 (4.6) 

 
211 (89.8)
24 (10.2)

 
223 (91.0)
22 (9.0)

6.47 (.039)

Economic status, self-rated
   Very insufficient
   Insufficient
   Sufficient

19 (6.7)
171 (60.4)
93 (32.9)

47 (19.9)
138 (58.5)
51 (21.6)

50 (20.4)
167 (68.2)
28 (11.4)

50.24 (< .001)

Family life cycle
   Couple family with no children
   Family with preadolescents
   Family with adolescents

40 (14.1)
161 (56.9)
82 (29.0)

 
28 (11.9)
86 (36.4)

122 (51.7)

 
17 (6.9)
81 (33.1)

147 (60.0)

56.97 (< .001)

Family history of depression
   Present
   Absent

 
25 (8.8)

258 (91.2)

  
31 (13.2)

204 (86.8)

  
31 (12.7)

214 (87.3)

2.97 (.226)

Alcohol consumption
   Yes
   No

  
76 (26.9)

207 (73.1)

  
90 (38.3)

145 (61.7)

  
94 (38.4)

151 (61.6)

10.44 (.005)

Smoking
   Smoker
   Non-smoker

  
4 (1.4) 

278 (98.6)

  
7 (3.1)

224 (96.9)

  
8 (3.3)

231 (96.7)

2.30 (.291)†

Exercise (at least 30 min/day)
   Never
   Frequently

 
224 (79.1)
59 (20.9)

 
167 (71.1)
68 (28.9)

 
186 (75.9)
59 (24.1)

4.57 (.102)

Weight control
   Tried
   Never tried

  
203 (71.7)
80 (28.3)

  
156 (66.3)
79 (33.7)

  
170 (69.4)
75 (30.6)

1.73 (.422)

Life stress, daily
   Very severe
   Severe
   Neutral
   Mild or minimal

 
16 (5.7)
70 (24.7)

173 (61.1)
24 (8.5)

 
15 (6.4)
46 (19.6)

147 (62.5)
27 (11.5) 

 
10 (4.1)
45 (18.4)

161 (65.7)
29 (11.8)

6.33 (.387) 

Health status, self-rated
   Poor
   Neutral
   Good

 
27 (9.5)

179 (63.3)
77 (27.2)

 
21 (8.9)

146 (62.1)
68 (29.0)

 
35 (14.3)

164 (67.0)
46 (18.7)

10.18 (.038)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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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학력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다(x2 =189.43, p < .001). 근무 형태는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서 시간제 근무가 전문사무직보다 

많으나(x2 = 6.47, p =.039) 전체적으로 10% 이내 분포를 보이고 있었

다. 개인이 인지한 경제수준도 충분하다는 응답은 점차 줄어들고,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x2 =50.24, p < .001). 가

족주기는 전문사무직에서 아동기 가족 비율이 높았고 나머지 두 

직업군에서는 청소년기 가족 비율이 높았다(x2 =56.97, p < .001). 우

울 가족력은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서 빈도가 조금 높았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건강생활 습관과 관련해서는 흡연, 음주 모두 판매서비스, 단순

노무직에서 빈도가 높았으나 전체적 흡연율은 3% 내외로 낮았고, 

직업별 차이도 없었다. 그에 비해 음주 빈도는 30% 전후로 판매서비

스직, 단순노무직에서 유의하게 높았다(x2 =10.44, p =.005). 또 30분 

이상 소요되는 운동, 체중조절, 생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직업간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인지된 건강상태는 단순노무직 여성에서 부정

적 응답이 유의하게 많았다(x2 =10.18, p =.038)(Table 1). 한편 가족주

기에 따라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직업별, 가족주기별 우울 발생률 비교

연구 대상자의 우울점수 20점을 기준으로 중등증 이상의 우울

여성을 구분한 결과, 대상자의 우울 발생률은 18.6% (n =142)였다. 직

업별로 우울 발생자 비율을 살펴보면, 전문사무직에서는 약 10.9% 

(n =31), 서비스판매직에서는 20.8% (n =51), 단순노무직에서는 25.4% 

(n = 60)로 점차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x2 =29.87, p < .001). 

가족주기별로는 부부가족 15.3% (n =13), 아동기 가족 18.3% (n = 60), 

청소년기 가족 19.6% (n = 69)로 우울 발생률이 약간 증가하는 양상

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x2 = 0.89, p =.640). 

3. 직업별, 가족주기별 심리적 촉진요인 비교

직업별 심리적 촉진요인을 비교해보면, 사회적 지지는 전문사무

직에서 유의하게 높고 판매서비스, 단순노무직은 유사한 수준이었

다(F =22.82, p < .001). 그러나 성격 취약성은 세 그룹 모두 평균 22점 

전후로 직업별 차이는 없었다. 가족주기별로 비교해 보면, 사회적 

지지 점수는 아동기 가족 여성만 청소년 가족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 = 4.04, p =.018), 성격취약성은 세 가족주기에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4. 직업별, 가족주기별 사회역할 요인 비교

직업별 사회역할 요인을 비교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F =28.56, p <  

.001)와 양육 스트레스(F =3.45, p =.032) 모두 단순노무직에서 유의

하게 높았으며, 전문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은 유사한 점수를 보였

다. 가사분담 공평성은 세 직종 모두 절반가량의 대상자만이 공평

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불공평하다고 응답한 대상자 비율은 전문

사무직에서 약 46%로 가장 높았고 매우 불공평하다는 응답은 단순

노무직에서 11%로 가장 높았다(F =11.56, p =.021). 가족주기별로 비

교해 보면, 직무 스트레스는 아동기 가족과 청소년기 가족 여성이 

부부가족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고(F =3.59, p =.028), 양육 스트레스

는 아동기 가족과 청소년기 가족 여성 모두에서 유사한 점수를 보

였다. 가사분담 공평성도 세 가족 단계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3). 

5. 우울 결정요인과 우울간 관계 

우울 결정요인과 우울간 관계를 단변량 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Table 2. Psycho-stimulating and Social-role relevant Factors and Depression by Women’s Occupational Group                                                (N =765)

Variables
Professionals & office workers 

(n=284) 
Service & sales workers 

(n=245) 
Primary laborers’

 (n=236) F or χ2(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Social support 40.16±6.47a 37.07±7.47b 36.35±6.89b 22.82 (< .001)

Vulnerable personality 22.12±3.61  22.03±4.00 22.39±4.07 0.57 (.568)

Occupational stress 49.09±10.56a 49.92±11.48a 55.77±10.48b 28.56 (< .001)

Parenting stress 89.68±15.75a 89.67±16.50a 93.17±17.24b 3.45 (.032)

Sharing housework
   Very unfair
   Unfair
   Fair

12 (4.24)
130 (45.94)
141 (49.82)

22 (9.32)
90 (38.14)

124 (52.54)

28 (11.43)
96 (39.18)

121 (49.39)

11.56 (.021)

Depression 9.92±7.80 12.09±9.99 13.31±10.14 9.09 (< .001)

a, bDuncan's multiple compar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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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우울점수와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위협 요인에는 직업 형태

(F = 9.09, p < .001), 우울 가족력(t=5.39, p < .001), 부족한 경제상태(F= 

19.77, p < .001), 높은 생활 스트레스(F =22.18, p < .001), 좋지 않은 건강

상태(F =15.51, p < .001)와 음주(t=2.60, p =.010)로 나타났다. 심리적 촉

진요인과는 낮은 사회적 지지(r= - .22, p<.001)와 취약한 성격으로

(r=.45, p < .001), 사회역할요인에서는 직무 스트레스(r=.23, p < .001), 

양육 스트레스(r =.47, p < .001) 및 가사분담의 불공평(F =18.09, 

p < .001)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우울 관계를 살펴보면, 전문사무직의 경우 9.92점(7.80), 서

비스판매직 12.09±9.99점, 단순노무직 13.31±10.14점으로 전문사

무직이 다른 직업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 = 9.09, 

p <.001). 그러나 가족주기와 우울간 관계에서는 부부가족 여성의 경

우 10.12±7.37점, 아동기 가족 여성은 12.24±9.43점, 청소년기 가족 

여성은 11.53±9.7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 =1.85, 

p =.158). 반면 직업별, 가족주기별 효과를 동시에 살펴보면, Figure 2

와 같이 세 직종 모두에서 아동기 가족 여성의 우울점수가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은 청소년기, 부부가족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직이 가장 높은 우울점수를 보이면서 부부가족, 아동기 가족에서 최

고 수치를 보이다가 청소년기 가족에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판

매서비스직은 부부가족에서 10점 정도 수준이었다가 아동기 가족

에서 14점에 근접하게 상승한 후 청소년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전문사무직도 가족주기에 따른 경향은 판매서비스직과 유사했

으나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대를 보여주고 있었다(Figure 2). 

6. 가족 주기별 우울 예측요인

중등증 이상 우울을 기준으로 우울대상자와 비 우울대상자를 

구분한 후, 사회인구학적 위협요인, 심리적 촉진요인, 사회역할 요인 

모두를 우울위험요인으로 고려하여 가족주기별 우울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족주기별 우울에 영향을 주는 변

수들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Table 4). 부부가족에서는 어

떤 변수도 우울 발생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단, 포함 변수 중 양육 스트레스와 흡연, 생활 스트레스, 가사분

담 공평성과 같이 부부가족에 맞지 않거나 해당자가 없는 일부 범

주는 모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에 반해 아동기 가족에서는 직업유형, 생활 스트레스, 성격 취

약성, 양육 스트레스 4개 변수가 유의한 예측요인이었다. 직업별로

는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이 전문사무직에 비해 약 3배씩 우

울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으며, 생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응답한 

여성이 보통이거나 적다고 응답한 여성보다 약 2.6배 우울 경향이 

높았다. 성격 취약성 점수는 5점씩 증가할 때마다 약 3.3배, 양육 스

트레스는 10점씩 증가함에 따라 1.5배 우울 경향이 높았다. 

청소년기 가족은 경제상태,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성격 취

약성, 양육 스트레스, 가사분담 공평성이 우울 발생에 유의한 영향

을 주는 변수였다. 경제상태는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응답한 

Figure 2. Comparisons of depression score by occupational group 
and family life cycle.

Table 3. Psycho - stimulating and Social - role Related Factors and Depression by Women’s Family Life Cycle                                                           ( N =765 ) 

Variables
Couple women with no children  

( n=85 )  
Women with preadolescents  

( n=328 ) 
Women with adolescents  

( n=352 ) F or χ 2 ( p ) 

n ( % )  or M±  SD n ( % )  or M ±SD n ( % )  or M ±  SD

Social support 38.74±7.27 38.63±6.76a 37.19±7.35b 4.04 ( .018 ) 

Vulnerable of personality 22.05±3.71 22.53±3.89 21.89±3.90 2.40 ( .091 ) 

Occupational stress 48.64±12.33a 51.40±10.78b 52.25±11.25b 3.59  ( .028 ) 

Parenting stress - 91.00±16.61 90.58±16.58 0.11 ( .741 ) 

Sharing housework
   Very unfair
   Unfair
   Fair

 
2 ( 2.35 ) 

37 ( 43.53 ) 
46 ( 54.12 ) 

 
27 ( 8.23 ) 

142 ( 43.29 ) 
159 ( 48.48 ) 

 
33 ( 9.40 ) 

137 ( 39.03 ) 
181 ( 51.57 ) 

5.62 ( .192 ) 

Depression 10.12±7.37 12.24±9.43 11.53±9.75 1.85  ( .158 ) 
a, bScheffe´’s pairwise or Duncan’s multipl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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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넉넉하다고 느끼는 여성보다 각각 5.5배, 5배 정도 우울 발생 

확률이 높았다. 생활 스트레스는 매우 심하다고 느끼는 경우 46배 

이상 우울 발생 확률이 증가했으나 95% 신뢰구간이 매우 넓게 나타

나고 있었다. 심리적 촉진요인에서는 사회적 지지 점수가 10점 증가 

시마다 0.5배씩 우울 경향이 낮아지고 있었으며, 성격 취약성은 5점 

증가 시마다 4배씩 우울 경향이 증가하고 있었다. 사회역할 요인에

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단위 증가에 따라 약 2배 우울 경향이 유의

하게 증가했고 가사분담 공평성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여성

에게서 우울 가능성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여성에서 보다 0.3배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기혼 직장 여성의 우울 발생률을 파악하고, 우울 증상 

변이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파악하고자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해 6

개 권역에서 직업을 층화 표출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또한 우울 

결정요인은 요인들의 복합성과 다차원적인 속성(Davidson et al., 

2006)을 고려하여 사회인구학적 위협요인, 심리적 촉진요인 및 사회

역할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기혼 직장 여성의 직업

과 같은 경제적 결정요인과 가족주기라는 생애주기 요인과 더불어 

우울 결정요인이 우울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울 발생률은 18.6%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 국

민건강통계(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에

서 보고한 만 19세 이상 성인여성의 우울증상 경험률 18.3%와 비교

해 보면 그 수치는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 연

령이 24-44세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우울 발생률은 성인 여성의 경

우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증에 해당하는 여성의 비

율은 5.8%로, 200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1.4%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1)와 비교하면 3-4배 정도 많았다. 이는 우울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여성이 그 정도로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직업별 평균 우울점수는 

10 -13점 전후로 BDI-I을 사용하여 중년여성의 우울을 조사했던 

Cho와 Park (2004) 연구에서 보고한 평균 8.62±7.21보다 높은 수준

Table 4. Predictors of Depression in Women’s Family Cycle                                                                                                                                      (N =765)

Variable

Couple women with no children
 (n=85)

Women with preadolescents
 (n=328)

Women with adolescents
 (n=352)

Coefficient (p) OR 95% CI   Coefficient (p) OR 95% CI    Coefficient (p) OR 95% CI

Occupational group
   Service & sales workers
   Primary laborers

 
1.75 (.122)
1.90 (.182)

 
5.73
6.67

 
0.63-52.24
0.41-107.94

 
1.12 (.033)
1.05 (.037)

 
3.05
2.86

 
1.10-8.49
1.07-7.68

 
0.97 (.090)
0.37 (.522)

 
2.64
1.45

 
0.86-8.14
0.47-4.50

Economic status, self-rated
   Very insufficient
   Insufficient

 
-0.70 (.609)
-0.92 (.377)

 
0.50
0.40

 
0.04-7.16
0.05-3.05

 
1.45 (.054)
0.69 (.282)

 
4.28
1.99

 
 0.98-18.80
0.57-6.96

 
1.70 (.038)
1.60 (.029)

 
5.49
4.98

 
 1.10-27.41
 1.18-21.02

Family history of depression 1.79 (.090) 6.00 0.76-47.48 0.07 (.896) 1.08 0.35-3.28 0.10 (.317) 1.75 0.59-5.19

Alcohol user 1.39 (.186) 4.00 0.51-31.10 0.91 (.089) 2.47 0.87-7.02 0.20 (.095) 2.12 0.88-5.12

Smoker - - - 0.00 (.990) 1.00 0.14-7.14 0.07 (.441) 2.05  0.33-12.66

Weight control tried -1.21 (.298) 0.30 0.03-2.91 0.45 (.368) 1.58 0.59-4.23 -0.06 (.619) 0.80 0.34-1.92

Exercise, regular 1.53 (.135) 4.61 0.62-34.23 0.50 (.358) 1.65 0.57-4.75 -0.18 (.137) 0.49 0.19-1.26

Life stress, daily
   Very severe
   Severe

 
-

1.64 (.075)

 
-

5.18

 
-

0.85-31.77

 
1.31 (.136)
0.95 (.026)

 
3.71
2.60

 
 0.66-20.80
1.12-6.02

 
  3.84 (< .001)
   0.71 (.107)

 
46.49
2.04

 
7.14-302.71
0.86-4.86

Health status, self-rated
   Poor
   Good

 
-1.32 (.321)
-1.96 (.115)

 
0.27
0.14

 
0.02-3.63
0.01-1.61

 
0.57 (.309)
0.12 (.832)

 
1.77
1.12

 
0.59-5.32
0.38-3.30

 
   0.23 (.710)
 -1.11 (.072)

 
1.26
0.33

 
0.37-4.25
0.10-1.10

Social support, unit 10 -0.04 (.523) 0.65 0.84-1.09 -0.03 (.450) 0.74 0.90-1.05  -0.28 (.031) 0.50 0.88-0.99

Vulnerable personality, unit 5 0.09 (.470) 1.09 0.86-1.39 0.24 (< .001) 3.31 1.12-1.45   0.60 (< .001) 4.03 1.16-1.50

Occupational stress, unit 10 0.06 (.307) 1.81 0.95-1.19 0.04 (.134) 1.52 0.99-1.10  -0.02 (.915) 0.97 0.93-1.06

Parenting stress, unit 10 N/A N/A N/A 0.04 (.005) 1.56 1.01-1.08   0.59 (< .001) 1.91 1.03-1.10

Sharing housework
   Very unfair
   Unfair

 
-

1.33 (.133)

 
-

3.79

 
-

0.67-21.53

 
-0.28 (.721)
0.77 (.072)

 
0.76
2.16

 
0.16-3.53
0.94-4.98

 
 -1.28 (.069)
 -1.18 (.008)

 
0.28
0.31

 
0.07-1.10
0.13-0.73

OR=Odd ratio;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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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BDI-II에 대한 국내 타당도를 조사한 Sung 등(2008)은 BDI-I

에 비해 II의 점수가 조금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어 임상적 기준으

로 20점 대신 22점을 제시한 바 있다. 

우울 발생률은 직업에 따라 단순노무직 여성에서 우울증 발생률

과 우울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 전문사무직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주기와 직업을 함께 살펴본 결과에서는 모

든 직업군에서 아동기 가족일 경우 우울점수가 가장 높아 아동기 

가족 시기가 가장 우울에 취약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른 직업에 

비해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부부가족과 아동기 가족 여성 간의 점

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이는 판매서비스직 우울이 20%넘

게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아동기 가족주기를 가진 판매서비스직 여

성이 단순노무직 여성 다음으로 고위험 우울군임을 알 수 있다. 한

편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직업 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사

무직에서 단순노무직으로 갈수록 대상자 연령과 자녀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인지된 경제상태가 만족스럽지 못 

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직업군에 따라 우울정도가 다

를 뿐 아니라,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이 다른 우울 결정요인과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암시한다. 

실제로 우울 결정요인을 직업과 가족주기에 따라 비교한 결과, 

판매서비스 및 단순노무직 여성은 전문사무직 여성보다 사회적 지

지가 유의하게 낮았는데, 단순노무직 여성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가 모두 높았으며, 가사분담 공평

성은 가장 낮았다. 이는 직업적 계층이 가족 역할과 해당 가구의 소

득, 자산 등 물적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가사분담 공평성에 있어서는 판매서비스직 여성이 전문사무

직 여성보다 긍정적인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전문사무직 여성 

배우자의 가사분담 참여가 결코 더 낫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으로 전문사무직 종사자 교육수준이 높아 가정 내 역할 평등의식

이 다른 직종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는 다를 수 있음을 의

미한다. 한편, 가족주기별 비교에서는 청소년기 가족 여성이 다른 

가족 단계 여성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낮고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취약 그룹이었다. 아동기 가족 여성은 청소년 가족 여성의 직무 스

트레스와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사회적 지지가 의미 있게 높아 다

중역할 부담과 애착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대

상자들의 직업별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와, 직업별 가족주기별 우울

점수의 차이 등은 단변량분석에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우울과 

우울 결정요인간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적인 우울 결정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변량 분석법을 이용한 결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결정 요인들은 가족주기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아동기 가족 여성에서는 사회인구학적 위협요

인중 단순노무직과 판매서비스직업, 심한 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적 

촉진요인에서는 성격 취약성이 우울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 즉 외부

의 여러 부정적 요인들이 디스트레스로 작용할 때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지는데, 

성격 취약성은 그러한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에서 긍정적 대응보다

는 부정적 기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벌이 부

부의 직장과 가정 내 갈등에 대한 대처방식을 연구한 Lee와 Lee 

(2000)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과 달리 직장, 자녀양육, 가사분담 갈등 

모두에서 문제중심 대처보다는 회피 대처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심

리적 증상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그러나 성격 취약성이 높은 

대상자들은 과민성, 불안정성, 열등감, 불편감, 낮은 자아강도, 내향

성, 비사회성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처에 실패하게 되

고 우울증상이 증가한다. 한편 사회역할 요인에서는 양육 스트레스

가 우울예측 요인이었다. 아동기 가족 여성에게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갈등으로 직장 여성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

해야 하나,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통제 가능성에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울증상을 심화시킨다(Luecken et al., 1997).

청소년 가족 여성에서는 아동기 가족 여성의 우울 예측요인인 생

활 스트레스, 성격 취약성, 양육 스트레스에 더하여 경제상태, 사회

적 지지, 가사분담 공평성이 우울 예측 요인으로 추가된 반면, 직업 

형태는 관련성이 사라졌다. 또한 경제 부족 수준에 따라 5-5.5배정

도 우울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아동기 가족과 달리 직업 형태보

다는 실생활에서 느끼는 경제수준이 우울증상 발생에 더 기여하

고 있었다. 그 이유는 아동기 가족과 청소년기 가족 여성의 직업분

포 차이와 자녀 성장에 따른 가계 지출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

겨진다. 즉 아동기 가족 여성의 전문사무직 종사비율은 57%인데 비

해 청소년기 가족 여성에서는 29%로 약 절반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자녀 성장에 따른 가계 지출은 증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

회적 지지는 가족주기별 비교에서도 청소년 가족 여성에서 취약한 

변수였는데, 우울증상 예측에도 사회적 지지가 10 단위 상승할 때 

우울 발생이 50% 감소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역할 이론

에서 충분한 사회적 지지는 다중역할 부담과 애착 중 애착 효과로 

나타나는 긍정적 반응으로 여성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반

면 낮은 사회적 지지는 다중역할 애착보다는 부담이 이들에게 더 

크게 작용하여 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Kara-

sek과 Theorell (1990)의 주장과 사회경제적 불평 등이 개인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Arber (1991)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중역할 부담과 애착 정도는 직업과 

가족주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중역할 부담의 영향을 크

게 받는 여성은 단순노무직 여성과 판매서비스직 아동기 가족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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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여성이고, 다중역할 애착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여성은 전문

사무직 아동기 가족주기에 있는 여성이다. 그 외 여성에서는 부담

과 애착이 상대적으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여성 우울에 대한 접근은 직업별, 가족주기별로 차별화되어

야 한다. 특히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 여성과 판매서

비스직 아동기 가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 접근을 우선적으

로 고려해야 한다. 단순노무직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나쁜 건강

상태와 음주와 같은 건강위험 요인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으

며, 이는 가족주기와 무관하게 사회역할 요인에 부담이 되고 있다. 

심리적 촉진요인에서는 다중역할 애착 부족으로 사회적 지지가 취

약해져 4명 중 1명이 중등증 이상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

에 비해 판매서비스직은 사회역할 특성이 전문사무직과 유사하여 

다중역할 부담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건강상태 불만족이 높고 사

회적 지지가 취약하여 5명 중 1명이 중등증 이상 우울을 경험하고 

있었다. 가족주기별 경향은 부부가족에 비해 아동기 가족 여성의 

우울점수가 높고, 이 시기 판매서비스와 단순노무직이라는 직업과 

개인의 생활 스트레스, 성격 취약성, 인지된 양육 스트레스가 우울 

발생 여부에 영향을 주었다. 청소년기 가족 여성은 세 직종에서 우

울점수가 비슷하게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경제상태와 사회적 

지지의 우울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증상 위험

군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서비스와 함께 이들을 대상으로 

수정 가능 요인에 초점을 둔 중재 계획과 수행이 필요하다고 여겨진

다. 즉 본 연구에서 확인된 우울 예측요인 중 수정 가능한 생활 스트

레스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와 관리, 성격 취약성 개선을 위

한 자기존중감 강화와 사회화 프로그램, 부족한 사회적 지지를 보

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정보 활용 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중재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는 단순

노무직 여성과 판매서비스직 아동기 가족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

심과 우울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간호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설계 시 가족주기를 고려하지 않

아 부부가족에 해당하는 대상자수가 다른 그룹에 비해 작았다. 그

로 인해 층화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예측 변인을 찾을 수 없었기 때

문에 향후 이에 대한 추가 보완 연구가 필요하겠다. 

결 론  

본 연구는 기혼 직장 여성의 사회역할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직무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가사부담이 직업군과 가족주기라는 맥

락에서 기존에 알려진 우울장애 위험요인 관계 내에서 여성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직업별로는 사

회인구학적 요인, 심리적 촉진요인, 사회역할 요인 모두에서 단순노

무직 여성의 다중역할 부담이 높게 나타나 우울 발생률이 25%로 

가장 높았다. 가족주기를 고려한 상태에서는 모든 직업군의 아동기 

가족 여성에서 우울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우울 발생에는 가족주기

에 따라 예측요인이 달라지고 있었는데, 아동기 가족 여성에서는 직

업, 생활 스트레스, 성격 취약성, 양육 스트레스가 예측요인이었고, 

청소년기 가족 여성에서는 직업을 제외한 세 개 예측요인에 경제상

태, 사회적 지지, 가사분담 공평성이 예측요인으로 추가되었다. 이 

중 가사분담 공평성은 청소년기 가족 여성의 가사 갈등 회피방식을 

통한 체념의 형태로 우울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직장 여성에 대해 직장, 육아, 가정 갈등이 여성의 다중역할

과 정신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

성이 종사하는 직업 특성과 여성이 속한 가족의 발달 특성에 따라 

우울 발생률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달라지므로 직업별, 가

족주기별 여성에 따른 차별화된 간호 전략이 필요하다. 이 차별화

된 접근에서는 사회인구학적 위협요인과 심리적 촉진요인, 사회역

할 요인 중 수정 가능한 변수에 초점을 맞춘 간호중재가 계획되어

야 하며, 특히 정신 건강문제에 취약성이 높은 단순노무직과 서비

스판매직 아동기 가족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 연

구 결과는 점차 증가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수요에 대해 우선순위 

대상자를 찾고, 이들에게 더 대상자 중심적, 회복 중심적, 근거 중심

적, 그리고 질적인 건강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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